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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제제로부터 방출되는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며, 통증 요법에 유용

한,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포함하는 저장 안정성의 약제학적 제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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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옥시코돈 및 날록손을 포함하는 저장-안정성 약제학적 제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암, 류마티즘 및 관절염과 같은 질환으로부터 기인하는 심한 통증의 치료는 이들 질환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종양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범위는, 내장의(visceral) 통증과 연조직 내의 통증 뿐만 아니라, 골막(periosteum) 및 뼈 그 

자체의 통증을 포함한다. 그러한 모든 형태의 통증은 환자의 일상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종종 조울 상태를 야기

한다. 성공적인 통증 치료는 환자에게 있어 삶의 질의 향상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따라서 이러한 성공적인 

통증 치료는 포괄적인 치료의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또한 질환의 실질적 원인의 치료에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통증 치료의 중요성에 관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종양성 고통을 갖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4-단계 모델

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일상적인 활 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암 이외의 질환으로부터 야기되는

형태의 통증 또는 만성적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 통증의 분포, 질 및 강도에 따라, 치료

되는 동안의 4-단계는, 통증완화제의 효과가 더이상 충분하지 않을때까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인식하는 각 다음 

단계로 구분되어진다(Ebell, H, J.; Bayer A. (Ed.): Die Schmerzbehandlung von Tumorpatienten, Thitme 1994 (

Supportive Maβnahmen in der Onkologie, Band 3) and Zech, D.; Grond, S.; Lynch, J.; Hertel, D.; Lehmann, K

.: Validation of World Health Organisation Guidelines for Cancer Pain Relief: a 10-year prospective study, P

ain (1995), 63, 65-76).

이러한 WHO의 4-단계 모델에 따르면, 오피오이드성 진통제는 통증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오피오이드성

진통제 그룹은 이들 약제학적 활성제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내는 모르핀 이외에도 옥시코돈, 하이드로모르폰, 니코모

르핀, 디하이드로코데인, 디아모르핀, 파파베레텀(papaveretum), 코데인, 에틸모르핀, 페닐피페리딘 및 이들의 유도

체; 메타돈, 덱스트로프로폭시펜,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펜타조신(pentazocine), 틸리딘(tilidine), 트라마돌

(tramadol) 및 하이드로코돈을 또한 포함한다. WTO의 ATC-분류(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

n)는 약제학적으로 활성인 약제가 오피오이드 진통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뚜렷한 통

증-완화 효과는, 내생적 모르핀성 활성 물질('내생적인 오피오이드') - 그의 생리학적 작용은 통증의 자극의 수용 및 

처리를 제어하기 위한 것임 - 의 효과의 모방에 기인된 것이다,

오피오이드는 통증 자극의 전달을 억제한다. 오피오이드에 의하여 야기되는 척추 내에서 신경의 자극적 신호 변환을 

즉각 저지하는 것 이외에, 그러한 신경 구역의 활성은 뇌간을 척추로 형성하기에 적절하다. 이러한 활성화가 척수 내

의 통증 전달을 저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더구나, 오피오이드는 시상(thalamus)의 통증 수용을 제한하며, 변연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증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다. 장(intestine)과 뇌의 수용체들은 오피오이드에 의하여 통증 치

료에 특히 중요하며, 특히 그들의 점유는 상이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들은, 그들이 오피오이드 수용체과 고도의 친화성으로 결합되면, 강력한 작용제(agonist)가 되며, 

통증의 수용의 강력한 저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피오이드 수용체들과 고도의 친화도로 결합되나, 통증 수

용의 재생을 야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오피오이드 작용에 저해되는 물질들은, 길항제로서 지명된다. 행동과 유도 활성

의 결합에 따라서, 오피오이드는 순수 작용제, 작용제/길항제의 혼합제, 및 순수 길항제로서 분류될 수 있다. 순수 길

항제는 예를 들면, 날트렉손(naltrexone), 날록손(naloxone), 날메펜(nalmefene), 날로르핀(nalorphine), 날부핀(nal

buphine), 날록소네아지넨(naloxoneazinene), 메틸날트렉손(methylnatrexone), 케틸시클라조신(ketylcyclazocine)

, 노르비날토르피민(norbinaltorphimine), 날트린돌(naltrindol), 6-β-날록솔 및 6-β날트렉솔 (Forth W.; Henschl

er, D.; Rummel W.; Starke, K.: Allgemeine und Spezielle Pharmakologie und Toxikologie, 7. Auflage, 1996, S

pektrum Akademischer Verlag, Heidelberg Berlin Oxford).

옥시코돈, 틸리딘, 부프레노르핀, 및 펜타조신과 같은 화합물은, 그들의 좋은 진통 효과에 기인하여, 통증 치료를 위한

약제의 형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Oxigesic� (옥시코돈이 진통 활성 화합물임) 및 Valoron�(틸리딘이 진통 활성 화

합물임)은 통증 치료에 효과적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통증 치료를 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사용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도 있다. 예를들면, 장기간의 오

피오이드 진통제의 사용은, 생리학적 및 물리학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따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물리학적 의존성은, 장기간에 걸친 섭취시 체험 

통증 완화를 위하여 환자는 점점 더 많은 양의 통증완화제를 섭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성의 발달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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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쾌감적 효과(euphoregenic effect)는 종종 통증 환화제의 남용을 야기한다. 약물 남용 

및 생리학적 의존성은, 특히 청소년들사이에서 흔한 현상이다. 이러한 위험한 효과들은 특히 강한 진통력을 갖는 물

질에 의하여 야기되며, 원치 않는 습관에서 완전한 중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질들은 의학적 용도

로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없이 약물이 제대로 작용될 수 없다.

상기 언급된 부작용 이외에도, 통증 치료를 위한 잠재적인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사용은, 심한 변비, 호흡 억제, 메스꺼

움 및 진정작용 등과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덜 빈번하지만, 물의 통과에 대한 장애 또는 압박이 관찰된 

다. 통증 치료 동안 일어나는 다른 부작용과 습관성 진행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것은 예를 들면,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이것이 약물 투여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심한 

변비경우에는 완하제(laxatives)의 투여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다.

다른 시도들은, 오피오이드 진통을 저해하는 길항제의 투요에 의하여 다른 부작용 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습관성 형성 잠재력 및 중독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한 길항제는 날트렉속 또는 날록손일 것이

다.

상기한 활성 약제의 활용이 원치않는 습관성 및 의존성 또는 중독성을 피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많

은 제안 및 제의들이 있어 왔다.

미국특허 제3,773,955호 및 제3,966,940호는 마약에 의한 쾌감 등과 같은 의존성-촉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

경구적은 제제에 날록손을 혼합하여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심한 변비와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것

은 언급되지 않았다.

경구용 제제의 형태의 비경구적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제4,457,933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날록손과

모르핀의 혼합물을 제안하였다. 심한 변비와 같은 부작용의 회피는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특허 제4,582,835호는 또한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비경구적 또는 혀밑으로 투여될 수 있는, 부프레노르핀 및 

날록손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제제를 개시하였다.

유럽 출원 EP 0 352 361 A1 는, 날트렉속 또는 날록손의 프로드러그 형태인 길항제와 함께, 하나의 길항제 및 오피

오이드 진통제의 경구형 제제에 의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동안의 심한 변비를 치료하는 데에 관한 것이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남용을 피하는 것은 이 출원에서 이슈는 아니다.

독일 특허 출원 DE 43 25 465 A1 은 또한 오피오이드 진통제 및 길항제를 포함하는 제제를 사용하는 통증 치료 동

안, 심한 변비의 치료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개시물의 구별되는 특징은, 날록손일 수도 있는 길항제가 바람직하게

는 모르핀인 오피오이드 진통제보다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길항제가, 작용제의 진통성 활

성을 저감시키지 않으면서 심한 변비를 없애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장한다.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남용을 피하

기 위한 것은, 이 출원에서 이슈가 아니었다.

통증 치료 동안의 호흡 억제 및 심한 변비와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제제들은, 구강으로 섭취가능하며 오피오

이드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길항제, 날록손을 포함하는 제제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다. Windrop/Sterling 의 약제 T

alwin�은 펜타조신과 날록손을 포함한다. Godeke의 약제 Valoron�은 틸리딘-날록손 혼합물을 포함한다.

잠재적인 진통 효과, 습관성 잠재력의 저감 및 부작용의 회피이외에, 성공적인 통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은 

부가적인 특성들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들은 표준 저장 조건하에서, 활성 화합물들이 가능한 오래 안정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약

물들은 또한 장기간 저장시에 활성 화합물 의 의도된 방출 프로파일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되어질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한 작용제/길항제-조합물) 각 단독 활성 화합물의 방출 프로파일은 요구되는 대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수단은 부가적인 활성 화합물(예를 들면, 상이한 활성 화합물의 조합인 경우)의

방출 프로파일을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방출 프로파일의 상호 의존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증 치료용으로 적합한 약물들은, 동일한 양으로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드물게는 환자에 의하여 섭취되어야 하

는 방법으로 처방될 수 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적용 스킴이 더 쉬워지고, 환자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와 빈도가 

분명해 질수록,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더욱 충실하게 될 것이다. 단지 가끔만 통증 완효제를 섭취하도록 강제하는 것

은, 환자가 자진하여 통증완화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복약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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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속-방출형 제제, 즉, 활성 화합물이 연장된 주기에 걸쳐 방출되는 약물 제제의 사용을 통하여, 통증 완화형 약

물을 섭취하는 빈도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compliance)은 증가되었다. 이러한 

지속-방출형 제제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지속적인 방출이 이러한 활성 화합물의 중독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에

도 일리가 있다.

이것은 활성 화합물의 중독 가능성이 그 화합물 그 자체가 아니라, 투여되는 방식과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약리 역학(p

harmaco-dynamics)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오피오이드의 향정신성 효과 이외에, 뇌가 오피오

이드를 만나는 비율이, 활성 화합물 그 자체보다 의존성의 위험에 대한 더욱 결정적인 기준이다(Nolte, T.: STK-Zeit

schrift Fur angewandte Schmerztherapie, 2001, Vol. 2).

퍼듀 사의 약제 Oxigesic� 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옥시코돈이 지속적 방식으로 방출되는 제제이다. 이러한 포뮬레이

션으로 인하여, 중독 가능성뿐만 아니라 약제가 섭취되어야 할 빈도도 낮아지지만, Oxigesic� 이 오피오이드-길항

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은 남아 있으며, 진행되는 중독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이미 언급된 유럽 특허출원 EP 0 352 361 A 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진통제 또는 길항체는 어느것도, 지속적인 방법

으로 방출되도록 포뮬레이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제제가 효과적인 동안의 시간 주기는 제한되며, 하루에 여러

번 섭취되어야만 한다. 바람직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은 달성되지 않는다. 이 출원은 또한 활성 화합물의 시간 안정정

이며 독립적인 방출에 특징이 있는 제제의 제형의 이점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제제의 저장 안정성도 또한 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독일 특허 출원 DE 43 25 465 A1 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길항제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반

면, 오피오이드 작용제의 지속적인 방출에 의하여, 통증 치료 동안 발생되는 심한 변비가 제어되는 데에 따른 포뮬레

이션을 개시하고 있다. 날록손의 높은 일차통과 효과(First-Pass Effect)로 인하여, 비교적 큰 양의 이러한 화합물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작용은 제제의 제형 또는 이점 둘 다를 개시하고 있으며, 시간-안정적이며 독립적인 활성 

약제의 방출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그러한 제제의 저장 안정성은 또한 이 명세서의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이 명세

서에 따른 제제를 사용하는 의사는, 복용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매회, 넓은 범위의 적정 실험을 수행해야만 한다.

Godeke 사는, Valoron� 상표 하에서, 틸리딘-날록손-조합을 함유하는 통증 완화제를 제공한다. 제품 문헌에 따르

면, 두가지 활성 화합물이 지속적인 방식으로 방출되는 포뮬레이션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매트릭스는 수(水) 팽윤

성 재료(HPMC)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며, 따라서 팽윤 가능한(또한 부분적으로 부식 가능한) 확산 매트릭스로서 고려

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알려진 포뮬레이션의 단점은, 동일한 양비이지만 상이한 절대양이 주어지는, 틸리딘-날록손

이 상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작용제와 길항제의 방출 비율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은데, 아마도 사

용된 지속적 방출 포뮬레이션으로 인한 것 같다. 따라서, 의사는 틸리딘과 날록손의 양 성분의 방출 프로파일이 일정

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틸리딘:날록손의 양 비를 변화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용량을 증

가시키기를 원한다면, 각 개별 환자용으로 넓은 범위의 적정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 허용가능

한, 치료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의 양의 범위는 제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 중 하나는, 높은 진통 활성을 제공하며, 남용 가능성과 부작 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기 제제는 또한 복용 빈도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각 환자용 복용량의 개

별 적합성뿐 아니라, 복약 편의성(compliance)의 증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

기 약제학적 제제의 활성 화합물이 긴 저장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것을 보장하고, 상기 활성 화합물의 방출이 장기간 

저장 후에도 복제 가능하도록 불변이며, 상호 독립적으로 남아 있는, 통증 치료에 유용한 약제학적 제제의 포뮬레이

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립항들의 조합은 이들 및 본 발명의 이후의 설명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상들이 종속항에 정의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목적들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포함하는 저장 안정성의 약제학적 제제를 제공함으로서 달성

되며, 상기 제제는 활성 화합물이,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방출되도록 포뮬레이트 된다.

옥시코돈(진통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과 날록손의 조합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제가 효율적인 진통 활성을 나

타내고, 동시에 심한 변비, 호흡 억제 및 중독성의 발전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억제되거나, 또는 적어도 현저히 감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연장된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이러한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은, 영구적으로, 길항제 뿐만 아니

라 작용제도 항상 예정된 퍼센트로 방출되고, 그들의 방출율이 상호 영향받지 않는 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옥

시코돈이 선택적으로 포뮬레이션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는, 약물의 남용도 예방된 다. 본 발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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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레이션은, 선택된 작용제 및 길항제의 절대량 및 상대량에 독립적인, 대응하는 양의 길항제가 없이는 제제로부터

작용제를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없도록 한다.

더구나, 본 발명에 따른 약제의 포뮬레이션은 주어진 동일한 상대량, 활성 화합물이, 존재하는 절대량에 독립적으로, 

동일한 방출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한 독립적 방출 거동은 의사에게 진통 활성 물질의 사용

가능한 절대량의 넓은 범위를 제공하며, 최적의 작용제/길항제의 비율이 알려져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계별 복

용량의 증가, 또는 필요시, 단계별 복용량의 감소에 의하여, 각 개별의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복용량을 맞추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러한 각 개별 환자에게 복용량을 맞추는 능력은 의학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활성 화합물의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출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약제학적 

제제가 낮은 빈도의 투약에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높은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달성한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명확히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제는 의사가 개별 환자를 위하여 복용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제들

은, 활성 화합물의 사용가능한 절대량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간 저장 후에

도 활성 화합물이 동일한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고 효과적임을 보장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활성 화합물의 지속적인 방출은, 약제학적으로 활성인 물질이 알려진 포뮬레이션으로부터 즉각적

으로 방출되기 보다, 약제로부터 연장된 주기에 걸쳐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방출은 법적 및 규

제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설명서와 함께, 2시간 내지 24시간, 2시간 내지 20시간, 특히 바람직하게는 2시간 내지 16

시간, 또는 2시간 내지 12시간의 주기에 걸쳐 일어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제로부터의 활성 화합물의 그러한 지속적 방출을 보장하는 약제의 포뮬레이션은, 지연 포뮬레이

션으로, 지속적인 방출 포뮬레이션으로 또는 연장된 방출 포뮬레이션으로서 설계된다. 본 발명의 명세서 내에서, '지

속된 방출(sustained release)'이란, 활성 화합물이 pH-의존적인 방법으로 약제 또는 포뮬레이션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활성 화합물의 방출은 오히려 pH-독립적인 방법으로 일어난다. 본 발명

에 따르면, '지속적인 방출'이란 활성 화합물이 약제로부터 연장된 주기에 걸쳐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정

된 영역에서 제어된 방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활성 화합물이, 위에서만, 또는 장에서만 방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방출이, 예를 들면, 약물의 장용 코팅등에 의하여 한정된 영역에서 개별적

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발명에서, '독립적인 방출'은, 적어도 두개의 활성 화합물이 주어지며, 한 화합물의 절대량의 변화가, 다른 화합물

의 방출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에 따라 다른 화합물들의 방출 프로파일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들에서, 그러한 독립적인 방출 거동은, 방출이 측정되는 pH 값에 독립적이거나, 제조 공정에 

독립적이다. pH 독립성은 특히, pH 값이 7 alaksdls 산성 영역에서 적용된다. 방출 프로파일(또는 방출 거동)은 활성 

화합물의 시간에 따른 포뮬레이션으로부터의 방출 변화로, 활성 화합물의 총량에 대한 퍼센트로 제공되는 방출된 각 

활성 화합물의 양과 함께 정의된다. 방출 프로파일은 알려진 테스트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이것은, 예를 들면, 동일한 포뮬레이션을 갖는 제제가 12밀리그램의 옥시코돈과 6밀리그램의 날록손을 포함한

다면, 12밀리그램의 옥시코돈과 4밀리그램의 날록손의 조합에 대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옥시코돈의 방출 프로파일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는, 독립적인 방출 특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갖는 제제가, 방출 프로파일로 비교되는 상황을 뜻

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을 갖는 제제는, 상이한 양의 활성 약제를 포함하나, 그렇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방출 거

동에 영향을 주는 조성물의 성분에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면, 상기 언급한 제제들(12mg의 옥시코돈과, 4mg의 날록손을 포함하는 제1 제제와, 12mg의 옥시코돈과 6m

g의 날록손을 포함하는 제2 제제)을 비교한다면, 동일한 총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날록손 양의 차이가 방출 거동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형적인 포뮬레이션 내의 조성으로 대치된다면, 양 제제는 옥시코돈 및 날록손에 대하여 동일한

방출 프로파일을 제공할 것이다. 실시예 부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날록손 양의 차이는, 방출 프로파일을 변화시키

지 않는 락토오즈와 같은, 전형적인 약제학적 비활성 필러로 대치될 것이다.

당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는, 두가지 제제 내의 활성 화합물의 상이한 양이, 포뮬레이션의 방출 거동에 필수적인 물질, 

예를 들면 에틸셀룰로오즈 또는 지방 알코올 등으로 대치되어 있다면, 방출 거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방출 형상은, 상이한 양의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지만, 방출 거동(비교되기 위한 

동일한 총량의 제제가 제공됨)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유사한 포

뮬레이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불변의 방출 거동(invariant release behaviour)' 또는 '불변의 방출 프로파일(invariant release p

rofile)'이란 시간당 방출되는 각 활성 화합물의 절대량의 퍼센트가 현저히 변화하지 않고, 절대량이 변화한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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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고정적으로 남아 있는(또한 따라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히 고정적인 퍼센트란 

시간당 방출되는 퍼센트의 평균값으로부터의 편차가 20%보다 크지 않은, 바람직하게는 15%보다 크지 않은, 더욱 바

람직하게는 10%보다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평균값은 방출 프로파일의 여섯개 측정치로부터 계산된다. 물론, 시

간당 방출량은 법률 및 규정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이것은 예를 들면, 12mg의 옥시코돈 및 4mg의 날록손의 옥시코돈/날록손 조합이 제공되면, 최초 4시간 동안은

25% 옥시코돈과 20% 날록손이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 대신 24mg 의 옥시코돈과 8mg의 날록손을 포함하

는 옥시코돈/날록손 조합이더라도, 최초 4시간 동안은 25% 옥시코돈과 20% 날록손이 방출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편차는 평균 값으로부터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이 경우 25%의 옥시코돈과 20%의 날록손임).

독립적인 방출 거동으로서 언급했듯이, 불변의 방출 형상은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성이 비교되는 경우를 의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제제는 활성 화합물의 양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제제의 방출에 영향을 주는 구성 성분

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적어도 대단이 유사하다. 전형적으로, 활성 화합물의 양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제제의 방출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학적으로 비활성인 부형제의 양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한 약제학적 부형제는, 약제학

적인 제제에 전형적인 필러인 락토오즈가 될 수 있다. 당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는 불변의 방출 형상이, 제제의 방출 거

동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에틸 셀룰로오즈 또는 지방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로 대체되는 제제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실시예 부분에서, 만일, 20mg의 옥시코돈과 1mg의 날록손 또는 20mg의 옥시코돈과 10mg의 날록손을 포함하는 제

제가 날록손의 차이만큼이 락토오즈로 대체되어 있다면, 동일한 무게의 양 제제는 동일한 방출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들은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출 거동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저장 안정적(storage-stable)' 또는 '저장 안정성(storage-stability)'이란, 표준 조건(상온 및 통

상의 습도에서 적어도 2년)하에서의 저장시, 약제 포뮬레이션의 활성 화합물이 통상의 약전의 안내서 또는 설명서에 

주어진 값보다 많은 초기 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저장 안정성은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제제가, 시장에서의 승인을 위하 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표준 조건(60% 상대 습도, 25℃)하에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저장 안정적(storage-stable)' 또는 '시간 안정적(time-stable)'이란, 표준 조건 하에서의 저장 후

에, 활성 약제가 그들이 저장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경우와 같은 방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방출 프로파일과 관련하여 승인가능한 변동(fructuation)은 시간당 방출되는 양이 평균 값에 대하여 20%를 

넘지 않게, 바람직하게는 15%를 넘지 않게, 더욱 바림직하게는 10%를 넘지 않게 변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평균

값은 방출 프로파일의 6개 측정값으로부처 계산된다.

바람직하게는, 지속적인 방출 포뮬레이션으로부터의 활성 화합물의 방출은 HPLC 로 pH 1.2 또는 pH 6.5 에서, USP

에 따른 배스킷 방식(Basket Method)에 의하여 결정된다.

저장 안정성은 HPLC 로 pH 1.2에서, USP 에 따른 배스킷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팽윤성(non-swellable)' 또는 '실질적으로 비-팽윤성(substantially non-swellable)' 확산 매

트릭스는 활성 화합물의 방출이 매트릭스의 팽윤(특히 환자의 몸체에서 상당한 타겟 부위의 생리학적인 유체)에 의하

여 영향받지 않기 위한(또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가 아닌)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실질적으로 비팽윤성인' 확산 매트릭스는 수성 용액에서, 약 300%, 바람직하게는 약 20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0%, 약 75%, 또 는 약 50%,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약 30% 또는 약 20% 및 가장 바람직하

게는 약 15%, 약 10%, 약 5%, 또는 약 1% 의 부피가 증가될 수 있는 매트릭스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명세서 내에서, '작용제(agonist)' 또는 '진통제(analgesic)'는 항상 옥시코돈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명세서

내에서 '길항제(antagonist)'는 항상 날록손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제제는 구강으로, 비강으로, 망상으로(retally) 및/또는 흡입의 방식으로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관외(parenteral)의 적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구강으로의 적용이 바람직하

다.

비록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어 '작용제' 또는 '길항제'는 언제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하고 동일하

게 작용하는 유도체, 염 등을 포함한다. 만일, 예를 들면, 옥시코돈 또는 날록손이 언급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유리 염 

이외에도, 그들의 하이드로클로라이드(hydrochloride), 설페이트(sulfate), 비설페이트(bisulfate), 타르트레이트(tart

rate), 나이트레이트(nitrate), 시트레이트(citrate), 비타르트레이트(bitartrate), 포스페이트(phosphate), 말레이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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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te), 말리에이트(maleate), 하이드로브로마이드(hydrobromide), 하이드로아이오다이드(hydrojodide), 푸마레이

트(fumarate), 숙시네이트(succinate)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작용제 및 길항제가 지속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의 방법으로 결과물인 약제학적 제제로부터 방

출되는 방식으로 포뮬레이트된다. 이것은 길항제가 작용제에 비하여 과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발명에 따른 방출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작용제/길항제 조합을 포함하는 포뮬레이션 내에서는, 길항제에 비하여 작

용제가 과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작용제의 여분은 제제 내에 존재하는 길항제의 단위 복용량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오피오이드 작용제의 여분의 범위

는 통상 길항제에 대한 작용제의 무게 비로 주어진다.

옥시코돈과 날록손의 경우에는 길항제에 대한 작용제의 바람직한 무게비는 최대 25:1 의 무게비의 범위 내, 특히 바

람직하게는 15:1, 10:1, 5:1, 4:1, 3:1, 2:1 및 1:1 의 무게비 범위 내에 있다.

사용되어야 하는 작용제 및 길항제의 절대량은 활성 화합물의 선택에 따른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독립적이고 불변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방출을 위하여 포뮬레이트된 약제학적 제제로부터 작용제와 길항제가 방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만일 옥시코돈과 날록손이 조합 제제 용으로 사용된다면,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50mg 사이, 특히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80mg 사이의 옥시코돈(사용용 전형적인 양)과,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0mg 의 날록손이 1회분 투약 단위에 사

용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태양에서는, 제제는 5 내지 50mg의 옥시코돈, 20 내지 40mg의 옥시코돈, 10 내지 30mg

의 옥시코돈 또는 약 20mg의 옥시코돈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또한 1 내지 40mg의 날록손, 1

내지 30mg의 날록손, 1 내지 20mg의 날록손, 또는 1 내지 10mg의 날록손을 1회분 투약 단위에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옥시코돈과 날록손의 비는 본 발명에 따른 양 활성 물질의 방출 프로파일이 보장되고, 작용제가 그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되어져야 하며, 길항제의 양은 (실질적으로) 작용제의 진통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습관성- 또는 중독성-촉진 효과와 작용제의 부작용이 감소되거나 또는 폐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되어

져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심한 변비 및 호흡 억제뿐 아니라 습관성 및 중독성의 진행도, 진통 효과가 있는 오피오

이드 작용제의 부작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들 포뮬레이션들이 활성 화합물이 제제로부터 지속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의 방식으로 방출되

는 것을 보장하도록 제공된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의 포뮬레이션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들 포뮬레이

션은 활성 화합물이 저장 안정적이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매트릭스에 기초한 지연 포뮬레이션들이 본 발명에 따른 작용제 및 길항제의 방출을 제공하는 포뮬레이션들로서 바

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히 실질적으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에 기초한 포뮬레이션들이 바

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부식성 매트릭스 또는 팽윤성 확산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포뮬레이션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 따르면, 활성 화합물의 지속적인 방출을 제공하는 상기 매트릭스는, 활성 화합물의 방출이 지속적이고, 독

립적이며 불변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한 매트릭스들은, 바람직하게는 에틸셀룰로오즈

에 기 초한 폴리머들을, 특히 바람직한 폴리머인 에틸셀룰로오즈와 함께 포함한다. 상표 Surelease� 로 판매되고 있

는 폴리머를 포함하는 매트릭스가 특히 바람직하다. Surelease�E-7050의 사용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방출 거동을 갖는 포뮬레이션들은 특히 에틸셀룰로오즈와 적어도 하나의 지방 알코올을 매트릭스의 

방출 특성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매트릭스를 포함한다. 에틸셀룰로오즈와 적어도 하나의

지방 알코올의 양은, 상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갖는 제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비록 본 발명 제

제가 통상 상기 언급한 구성요소를 둘 다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일정 경우 상기 제제는 방출 결정 요소로서 단지 에틸

셀룰로오즈 또는 지방 알코올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폴리메타크릴레이트(예를 들면, Eudragit�RS30D와 Eudragit�RL30D)에 기초한 매트릭스 또는 물-팽윤성 재료 특

히 HPMC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셀룰로오즈 유도체를 상당량 포함하는 매트릭스는 본 발명에 있어서는 피하는 것

이 바람직함이 명백하다.

본 발명에 따른 매트릭스들은 지속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의 방식으로 활성 화합물을 방출시키고, 시간당 활성 화합

물을 동일한 양으로 방출시키는 제제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12mg의 옥시코돈과 4mg의 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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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포함하는 옥시코돈/날록손 조합의 경우에, 최초 4시간 동안 25%의 옥시코돈과 25%의 날록손을 방출한다. 유사

하게, 24mg의 옥시코돈과 8mg의 날록손을 포함하는 옥시코돈/날록손 조합의 경우에는, 양 경우의 편차가 평균값의 

20%를 넘지 않는, 25%의 옥시코돈과 25%의 날록손이 최초 4시간 동안에 방출된다.

그러한 양 활성 화합물에 대한 동일한 방출 거동은 의약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1% 내지 40%,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5%,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15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태양은, 15% 내지 20%, 20% 내지 25%, 약 15%, 약 20% 또는 약 25%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15분 후에 방출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태양은 25% 내지 65%,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60%,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내지 55%

,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50%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한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련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또한 40% 내지 45%, 45% 내지 50%, 약 40%, 약 45%, 또는 약 50%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

록손을 한 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40% 내지 80%,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75%, 더욱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70

%,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50%, 50% 내지 55%, 55% 내지 60%, 60% 내지 65%, 또는 65% 내지 70%의 옥

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2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태양은 또한 약 45%, 약 50%, 약 55%,

약 60%, 약 65% 또는 약 70%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2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태양은 7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75% 내지 95%, 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95

%,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90%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4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80% 내지 85%, 85% 내지 90%, 약 80%, 약 85% 또는 약 90%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

을 4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태양은 7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75% 내지 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9

5%,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85% 사이, 85% 내지 90% 사이 또는 90% 내지 95% 사이의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을 7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태양은 또한 약 80%, 약 85%, 약 90% 또는 

약 95%의 옥시코돈/날록손을 7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태양은 85%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90% 내지 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95% 

내지 100%,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95% 내지 100%의 옥시코돈/날록손을 12시간 후에 방출하는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제공하는 포뮬레이션들은 매트릭스 형성 폴리머, 필러 및 그

래뉼화 보조제, 윤활제, 염료, 유동제(flowing agent) 및 가소제와 같은 부가적인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다.

락토오즈, 글루코오즈 또는 사카로오즈, 스타치 및 그들의 가수분해물(hydrolysates), 미세결정 셀룰로오즈, 셀라토

오즈, 소르비톨 또는 만니톨과 같은 당 알코올, 인산1수소 칼슘(calcium hydrogen phosphate)과 같은 폴리솔류블(p

olysoluble) 칼슘염, 2칼슘- 또는 인산 3칼슘 등도 필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포비돈이 그래뉼화 보조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고도-분산 실리카(Aerosil�), 탈크(talcum), 콘 스타치, 산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또는 칼슘 스테아레이트도 유

동화제 또는 윤활제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또는 칼슘 스테아레이트는 윤활제로서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스테아르산과 같은 지

방산, 또는 수화 캐스터 오일(hydrate castor oil)과 같은 지방도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세틸 및/또는 스테아릴 알코올 및/또는 세토스테아릴 알코올과 같은 지방 알코올도 지연에 영향

을 주는 부가적인 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필러 및 염료와 같은 부가적 물질과 상기 언급한 윤활제, 유동화제 및 가소제와 같은 부가적인 물질이 사용된다면, 본

발명에 따른 매트릭스 형성 물질 및/또는 매트릭스 형성 물질과 함께 조합된 것만이 사용되어, 본 발명에 따른 활성 

화합물의 방출 프로파일이 보장되는지 관리되어야 한다.

포뮬레이션의 이들 모든 부가적인 성분들은, 방출 매트릭스가 실질적으로 비-수-팽윤성(non-water-swellable) 또

는 비-버퍼-팽윤성(non-buffer-swellable), 또한 비-부식성 확산 매트릭스의 특성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선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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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매트릭스-형성 물질로서 에틸셀룰로오즈 또는 Surelease�E-7-7050을, 지방 알코올로서 스테아

릴 알코올을, 윤활제로서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충전제로서 락토오즈를 또한 그래뉼화 보조제로서 포비돈을 포

함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제제는, 기본적으로, 지연 포뮬레이션용으로 적합한, 또한 활성 화합물이 본 발명에 따른 방식으로 방

출되는 것을 보장하는, 모든 통상적인 응용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특히, 타블렛, 다중층 타블렛 및 캡슐이 적합하다. 

그래뉼 또는 파우더와 같은 부가적인 응용 형태가, 본 발명에 따른 방출 거동과 충분한 지연을 제공하는 것이 승인될 

수 있는 응용 형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약제학적 제제는 또한 필름 코팅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필름 코팅은 매트릭스로부터의 활성 화합물의 방출 

특성과, 매트릭스 내의 활성 화합물의 저장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필

름 코팅은 필요시 활성 화합물의 초기 투약분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채색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초기 투약분의 활성

화합물은, 치료학적으로 효과적인 피 플라즈마 수준(blood plasma level)에 매우 빠르게 도달하도록 즉시 방출될 수

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약제학적 제제 또는 그의 준비 단계는, 빌드-업(build-up) 또는 브래이크-다운(break-down) 그래뉼

화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태양은 스프레이 그래뉼화에 잇따른 그래뉼 건조에 의한 제조이다. 또다른 바

람직한 태양은 드럼 내 또는 그래뉼화 디스크 상에서의 빌드-업 그래뉼화에 의한 그래뉼의 제조이다. 이후 그래뉼은 

적합한 부가적인 물질 및 과정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타블렛으로 압축될 수 있다.

당업계에서 숙련된 기술자는 약제학적 기술에 적용되는 그래뉼화 기술에 친숙하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태양을 하기 

실시예에 개시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파라미터에 적합하도록 당업계의 숙련된 기

술자의 범위 내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압출 성형 기술에 의한, 약제학적 제제의 제조 또는 그의 예비적 단계는 특히 유리하다. 바람직한 한 

태양에 있어서, 약제학적 제제 또는 그의 전 단계들은 두개의 스크류를 포함하는 공동- 또는 역- 회전 압출기로 용융 

압출에 의하여 제조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태양은, 하나 이상의 스크류를 포함하는 압출기를 갖는 압출 수단에 의한 

제조이다. 이들 압출기는 니딩 요소(kneading element)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압출 성형은, 당업계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약제학적 기술 분야에서 잘 입증된 제조방법이다. 당업계

에서의 숙련된 기술자는 압출 과정 동안, 다양한 주입율, 스크류 속도, 다양한 압출기 구역에서의 가열 온도(이용가능

하다면), 물 함량 등의 다양한 파라미터가 원하는 특성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시예 부분은, 압출 성형에 의하여 제조되어온 본 발명에 따른 제제의 수많은 실시예를 위하여 제공된다.

상기한 파라미터들은 사용된 압출기의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할 것이다. 압출되는 동안, 본 발명의 제제의 구성요소들

이 용융하는 가열 영역의 온도는 40 내지 120℃ 사이,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100℃ 사이,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

지 90℃ 사이, 더더욱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70℃ 사이, 특히 역방향 회전 트윈 스크류 압출기(Leistritz Micro 18 G

GL 과 같은)가 사용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는 50 내지 65℃ 사이일 것이다. 당업계에서 숙련된 기술자는 모든 가열 

구역이 가열되어 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구성요소들이 혼합되는 주입기(feeder)의 뒤편은 약 25℃근처

로 냉각되는 것이 필요하다. 스크류-속도는 분당 100 내지 500 회전(rpm) 사이,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250rpm 사

이,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200rpm 사이, 특히 역방향 회전 트윈 스크류 압출기(Leistritz Micro 18 GGL 과 같

은)가 사용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는 150rpm 사이로 다양할 수 있다. 노즐의 형태와 직경은 필요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압출기의 노즐의 직경은 전형적으로 1 내지 10mm 사이, 바람직하게는 2 내지 8mm 사이,

가장 바람직하게는 3 내지 5mm 사이이다. 본 발명의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압출기의 스크류의 직

경에 대한 길이의 비는 전형적으로 약 40:1 이다.

일반적으로, 가열 구역의 온도는 약제학적으로 활성인 화합물이 파괴될 수 있도록 진행되지 않는 온도로 선택되어야

만 한다. 주입율과 스크류 속도는 약제학적으로 활성인 화합물이 압출에 의하여 제조된 제제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독

립적이며 불변의 방식으로 방출되고, 매트릭스 내에 안정적으로 저정되도록 선택되어질 것이다. 만일 주입률이 증가

된다면, 스크류 속도는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증가되어야만 할것이다.

당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는, 상기 언급한 파라미터들이 구체적인 제조 조건(압출기 타입, 스크류 형태, 구성요소의 수 

등)에 의존하며, 압출에 의하여 제조된 제제가 상기 언급한 저장 안정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인 

방출를 제공하도록 적합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 업계의 숙련된 기술자는, 압출동안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또 한 실질적으로 방출 거동에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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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상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갖는 제제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

시예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온도, 스크류 속도(압출동안) 또는 타블렛 제조 동안의 압력

등과 같은 제조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지방 알코올 또는 매트릭스 형성 폴리머 에틸셀룰로오즈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옥시코돈 및 날록손에 대한 원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갖는 제제를 우선 형성하도록 한다.

원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갖는 제제가 수득되면, 본 발명에 따른 제제는 당업계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상기 언

급한 활성 화합물과 관련된 제제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상이한 양의 활성 화합물 또는 실질적으로는 동

일한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제는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출의 형상을 제공할 것이다.

실시예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에틸 셀룰로오즈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상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포함하는 

제제가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를 개시하고 있다. 다른 실시예들은, 제제가 원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수

립하였다면, 활성 화합물의 양에서의 차이가 락토오즈와 같은 약제학적으로 비활성인 부형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

는 경우, 날록손의 양의 변화는 그러한 제제의 방출 거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압출 성형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크류의 개요도이다.

도 2는 스프레이 과립화에 의해 생산된 본 발명에 따른 Surelease�을 기초로 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에 있어서

의 옥시코돈/날록손의 방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3a 및 도 3b는 압출 성형에 의해 생산된 본 발명에 따른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에 있어서의 상이한 pH에 따른 

옥시코돈/날록손의 방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4a 및 도 4b는 비교예로서 티리딘과 날록손을 함유하는 팽윤성 Valoron� 정제에 있어서의 티리딘/날록손의 방출

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a는 Ox/Nal-10 타블렛의 25x 확대 표면. 전압은 10kV. 바 길이는 2mm.

도 5b는 Ox/Nal-10 타블렛의 200x 확대 표면. 전압은 10kV. 바 길이는 200㎛.

도 6a는 Oxy/Nal-Extr 타블렛의 40x 확대 표면. 전압은 10kV. 바 길이는 700㎛.

도 6b는 Oxy/Nal-Extr 타블렛의 100x 확대 표면. 전압은 10kV. 바 길이는 300㎛.

도 7a는 Valoron�N 타블렛의 25x 확대 표면. 전압은 10kV. 바 길이는 2mm.

도 7b는 Valoron�N 타블렛의 100x 확대 표면. 확대도는 틸리딘(왼쪽 하부) 결정을 보여준다. 전압은 10kV. 바 길

이는 500㎛.

실시예

본 발명의 매우 유리한 태양을 나타내는 실시예들을 하기에 나타내었다. 부가적으로 실시예들은, 일반적인 포뮬레이

션에 비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제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가능한 태양을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1 - 스프레이 그래뉼화에 의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에서의 상이한 양의 옥시코돈/날록손을 포함하는 타

블렛의 제조

하기 표 1에 나타낸 구성요소의 하기 양을, 본 발명에 따른 옥시코돈/날록손 제조에 사용하였다.

[표 1]

제제(명칭) Oxy/Nal-0 Oxy/Nal-5 Oxy/N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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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코돈 HCl 20.0mg 20.0mg 20.0mg

날록손 HCl - 5.0mg 10.0mg

락토오즈 플로우

Lac 100
59.25mg 54.25mg 49.25mg

포비돈 30 5.0mg 5.0mg 5.0mg

Surelease� 10.0mg 고체 재료 10.0mg 고체 재료 10.0mg 고체 재료

스테아릴 알코올 25.0mg 25.0mg 25.0mg

탈컴 2.5mg 2.5mg 2.5mg

Mg-스테아레이트 1.25mg 1.25mg 1.25mg

사용된 Surelease� E-7-7050 폴리머 혼합물은 하기 표 2의 조성을 갖는다.

[표 2]

Surelease�

에틸셀룰로오즈 20cps

세바신산 디부틸

암모늄 하이드록시드

올레인산

실리슘 디옥사이드

물

타블렛을 제조하기 위하여, 옥시코돈 HCl, 날록손 HCl, 포비돈 30 및 Lactose Flow Lac 100을 텀블링 믹서(Bohle)

로 혼합한 후, 유동조 그래뉼화 장치(GPCG3)에서 Surelease� E-7-7050으로 스프레이-그래뉼화하였다. 결과물을

Comill 1.4 mm 체로 체질하였다. 용융된 지방 알코올로 고전단 믹서(Collette) 내에서 부가적인 그래뉼화 단계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모든 타블렛 핵은 건조 물질을 기준으로 123mg의 중량을 가졌다.

실시예 2 - 압출 성형에 의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 내에 옥시코돈 및 날록손을 가지는 타블렛의 제조

본 발명에 따른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을 제조하기 위해, 하기 표 3에 기재된 양의 구성성분을 사용하였다.

[표 3]

제제

(지정)
Oxy/Nal-Extr

옥시코돈 HCl 20 mg

날록손 HCl 10 mg

콜리돈 30 6 mg

Lactose Flow Lac 100 49.25 mg

에틸셀룰로오스 45 cpi 10 mg

스테아릴 알코올 24 mg

탈크 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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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스테아레이트 1.25 mg

상기 기재된 양의 옥시코돈 HCl, 날록손 HCl, 에틸셀룰로오스 45 cpi, 포비돈 30, 스테아릴 알코올 및 Lactose Flow

Lac 100을 텀블링 믹서(Bohle)로 혼합하였다. 이어서, 이 혼합물을 Micro 18 GGL(Leistritz AG, Nurnberg, Germa

ny) 타입의 역회전 2축 스크류 압출기로 압출하였다. 가열 영역 1의 온도는 25℃, 가열 영역 2의 온도는 50℃, 가열 

영역 3 내지 5의 온도는 60℃, 가열 영역 6 내지 8의 온도는 55℃, 가열 영역 9의 온도는 60℃ 및 가열 영역 10의 온

도는 65℃이었다. 스크류 회전 속도는 분당 150 회전(rpm)이었고, 결과적인 용융 온도는 87℃ 이었으며, 공급율은 1.

5kg/h 및 노즐 개구의 지름은 3mm 이었다. 압출 성형된 물질을 Frewitt 0.68×1.00mm의 체로 체질하였다. 이어서, 

곱게 빻은 압출 성형물을 1mm의 수동 체(hand sieve)로 첨가되는 탈크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혼합한 후, 타블

렛으로 가압 성형하였다. 상기 압출기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스크류 형상을 가진다.

스프레이 그래뉼화에 의해 제조된 Surelease�계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를 또한 가지는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

실시예 1 참조)에 비해, 압출 성형된 제제는 구성성분을 덜 포함한다.

실시예 3 - 실시예 1의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의 방출 프로파일

HPLC를 사용하여 pH 1.2에서 USP에 따른 바스켓 방법을 적용하여, 12시간 동안 상기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측정하

였다. 타블렛 Ox/Nal-0, Ox/Nal-5 및 Ox/Nal-10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도 2 및 하기에 나타낸 표 4의 값으로부터 Surelease�을 기초로 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의 경우, 상이한 양의 

옥시코돈의 방출 속도는 날록손의 양과는 관계없이 동일함(불변)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변적인 방출 프로파일

은 상이한 양의 옥시코돈에 있어서의 날록손에 대해서도 관찰된다.

[표 4]

상기 방출값은 옥시코돈 또는 날록손(둘째 줄)에 관한 것이며, 퍼센트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420분에서의 날록손 방

출의 평균값은 92.7%이다. 420분에서의 최대 편차는 1%이다. Oxy 및 Nal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의미하며, 이는 측

정 되는 활성 화합물이다.

실시예 4 - 실시예 2의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의 상이한 pH 값에서의 방출 프로파일

타블렛으로부터의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pH 1.2에서 12시간, 또는 pH 1.2에서 1시간 경과 후 pH 6.5에서 11시간 동

안 측정하였다. 방출 속도는 HPLC를 사용하여 USP에 따른 바스켓 방법으로 판정하였다.

하기 표 5의 방출 속도는 pH 1.2에서 12시간 동안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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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기 표 6의 방출 속도는 pH 1.2에서 1시간 경과 후 pH 6.5에서 11시간 동안 측정한 것이다.

[표 6]

상기 방출 속도는 옥시코돈 또는 날록손(2번째 줄)에 관한 것이며, 퍼센트로 표시된다. Oxy 및 Nal은 옥시코돈과 날

록손을 의미하며, 이는 측정되는 활성 화합물이다.

실시예 4의 표와 실시예 3의 표에 기재된 값을 비교하면, 제조 공정에 관계없이, 활성 화합물이 제제로부터 동일한 양

으로 방출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420분의 시점에 89.4%의 옥시코돈이 스프레이-그래뉼화된 타블렛(Ox/Na

l-10-타블렛, 실시예 3 참조)로부터 방출되었으며, 420분의 시점에 92.9%가 압출 성형된 타블렛(Oxy/Nal-Extr-1.

2-O, 실시예 4)로부터 방출되었다. 따라서, 압출 성형된 타블렛으로부터의 옥시코돈의 방출은 스프레이-그래뉼화된 

타블렛으로부터의 옥시코돈의 방출의 평균값(420분에서 91.9%)과 1.1%의 편차가 있다. 420분의 시점에 93.5%의 

날록손이 스프레이-그래뉼화된 타블렛(Ox/Nal-10-타블렛, 실시예 3 참조)으로부터 방출되었으며, 420분의 시점에 

93.9%가 압출 성형된 타블렛(Oxy-Nal-Extr-1.2-O, 실시예 4)으로부터 방출되었다. 따라서, 압출 성형된 타블렛으

로부터의 날록손의 방출은 스프레이-그래뉼화된 타블렛으로부터의 날록손의 방출의 평균값(420분에서 92.7%)과 1.

3%의 편차가 있다.

또한, 방출 속도를 측정한 pH 값이 서로 독립적인 실시예 4의 표, 도 3a 및 도 3b 값의 비교로부터, 옥시코돈 및 날록

손의 방출이 동일하며 불변함을 추측할 수 있다.

실시예 5 - 비교예: Valoron� 타블렛의 방출 거동

타블렛으로부터의 활성 물질의 방출을 7시간 동안 모니터하였다. 50mg의 틸리딘과 4mg의 날록손(Ti/Nal-50/4), 1

00mg의 틸리딘과 8mg의 날록손(Ti/Nal-100/8), 또는 150mg의 틸리딘과 12mg의 날록손(Ti/Nal-150/12)을 가지

는 Valoron� 타블렛을, pH 1.2에서 1시간 경과 후 pH 6.5에서 부가적으로 6시간 동안 HPLC를 사용하여 USP에 따

른 바스켓 방법으로 테스트하였다.

하기 표 7 에 기재된 값 및 도 4a와 도 4b로부터 적정량의 HPMC를 가지는 팽윤성(및 부식 가능) 확산 매트릭스의 경

우, 상이한 양의 틸리딘의 방출이 현저하게 다양하며, 상이한 양의 날록손에 대해 불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반

대로 날록손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이러한 pH에서의 활성 화합물의 방출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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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기 방출값은 틸리딘 또는 날록손(둘째 줄)에 관한 것이며, 퍼센트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420분에서의 날록손 방출

의 평균값은 78.87%이다. 420분에서의 최대 편차는 20.4%이다. Til 및 Nal은 틸리딘과 날록손을 의미하며, 이는 테

스트된 활성 화합물이다.

실시예 6 - 전자 현미경에 의한 실시예 1 및 2의 타블렛과 Valoron� N 타블렛의 구조 비교

전자 현미경 관찰을 위해, 20mg의 옥시코돈과 10mg의 날록손을 포함하고, 실시에 1에 따라 스프레이 그래뉼화(Ox/

Nal-10)하거나 실시예 2에 따라 압출 성형(Oxy-Nal/Extr)하여 제조한 타블렛을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100mg의 

틸리딘과 8mg의 날록손을 가지는 Valoron� N 타블렛을 사용하였다. 도 5a 및 도 5b는 스프레이 그래뉼화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을 가지는 Ox/Nal-10-타 블렛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을 다른 배율로 나타낸 것

이다. 도 6a 및 도 6b는 압출 성형에 의해 생산된,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을 가지는 Oxy/Nal-Extr-타블렛의 주

사 전자 현미경 사진을 다른 배율로 나타낸 것이다. 도 7a 및 도 7b는 Valoron� N-타블렛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을 나타낸다.

사진의 비교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을 가지는 타블렛은 스프레이 그래뉼화에 의해 제조된 것이든 압출 성

형에 의해 제조된 것이든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미세하고 보다 균질한 구조이며, Valoron� 타블렛 보다 크랙이 덜한

표면을 가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구조의 차이는 상이한 제제의 상이한 방출 거동에 대한 이유

가 될 것이다.

실시예 7 - 압출 성형에 의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 내에 상이한 양의 옥시코돈/날록손을 가지는 타블렛의 제조

본 발명에 따른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을 제조하기 위해, 하기 표 8에 기재된 양의 구성성분을 사용하였다.

[표 8]

제제

(지정)

OxN20/1-

Extr-A

OxN20/1-

Extr-B

OxN20/1-

Extr-C

OxN20/10-

Extr-A

옥시코돈 HCl 20 mg 20 mg 20 mg 20 mg

날록손 HCl 1 mg 1 mg 1 mg 10 mg

Lactose Flow Lac 100
58.25 mg 58.25 mg 58.25 mg 49.25 mg

Kollidon� 30 6 mg 6 mg 6 mg 6 mg

에틸셀룰로오스 10 mg 10 mg 10 mg 10 mg

스테아릴 알코올 24 mg 24 mg 24 mg 24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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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1.25 mg 1.25 mg 1.25 mg 1.25 mg

Mg-스테아레이트 2.5 mg 2.5 mg 2.5 mg 2.5 mg

하기와 같은 파라미터로 상기(실시예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출 성형을 수행하였다.

OxN20/1-Extr-A: 온도: 55∼63℃

rpm(스크류): 150rpm

공급율: 1.5kg/h

OxN20/1-Extr-B: 온도: 55∼63℃

rpm(스크류): 155rpm

공급율: 1.5kg/h

OxN20/1-Extr-C: 온도: 55∼63℃

rpm(스크류): 1505rpm

공급율: 1.5kg/h

OxN20/10-Extr-A: 온도: 55∼63℃

rpm(스크류): 160rpm

공급율: 1.75kg/h

일반적인 타블렛화 장치를 사용하여 하기와 같은 파라미터로 정제의 제조를 행하였다.

OxN20/1-Extr-A: rpm: 40rpm

압착력: 9kN

OxN20/1-Extr-B: rpm: 42rpm

압착력: 8.9kN

OxN20/1-Extr-C: rpm: 36rpm

압착력: 9kN

OxN20/10-Extr-A: rpm: 36rpm

압착력: 7.5kN

HPLC를 사용하여 pH 1.2에서 USP에 따른 바스켓 방법을 적용하여, 12시간 동안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측정하였다.

타블렛 OxN20/1-Extr-A, OxN20/1-Extr-B, OxN20/1-Extr-C 및 OxN20/10-Extr-A를 테스트하였다.

하기 표 9의 값으로부터 에틸셀룰로오스를 기초로 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의 경우, 상이한 양의 날록손의 방출 

속도는 옥시코돈의 양과는 관계없이 실질적 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제는 활성 화합물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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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불변한 방출을 제공한다.

[표 9]

상기 방출값은 옥시코돈 또는 날록손(둘째 줄)에 관한 것이며, 퍼센트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420분에서의 날록손 방

출의 평균값은 92.3%이다. 420분에서의 최대 편차는 7.4%이다. Oxy 및 Nal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의미하며, 이는 

측정되는 활성 화합물이다.

따라서, 일단 원하는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는 제제를 개발하면, 활성 화합물의 방출 프로파일을 현저하게 변화시키지

않고 활성 화합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상이한 양의 활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제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독립적

이며, 불변한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제공한다.

실시예 8 - 압출 성형에 의한 비-팽윤성 확산 매트릭스 내에 옥시코돈/날록손을 가지는 타블렛의 제조

하기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포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옥시코돈 및 날록손을 포함하는 특이한 방출 거동을 가지

는 제제를 수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옥시코돈/날록손 타블렛을 제조하기 위해, 하기 표 10에 기재된 양의 구성성분을 사용하였다.

[표 10]

제제

(지정)

OxN20/1-

Extr-D

OxN20/1-

Extr-E

OxN20/10-

Extr-B

OxN20/10-

Extr-C

OxN20/10-

Extr-D

OxN20/10-

Extr-E

옥시코돈

HCl 20 mg 20 mg 20 mg 20 mg 20 mg 20 mg

날록손

HCl 1 mg 1 mg 10 mg 10 mg 10 mg 10 mg

Lactose Flow Lac 100
56.25 mg 56.25 mg 54.25 mg 65.25 mg 60.25 mg 55.25 mg

Kollidon�

30 7 mg 6 mg 6 mg 7.25 mg 7.25 mg 7.25 mg

에틸셀룰로오스
11 mg 12 mg 10 mg 12 mg 12 mg 12 mg

스테아릴

알코올 24 mg 24 mg 24 mg 28.75 mg 28.75 mg 28.75 mg

탈크 1.25 mg 1.25 mg 1.25 mg 1.25 mg 1.25 mg 1.25 mg

Mg-

스테아레이트 2.5 mg 2.5 mg 2.5 mg 2.5 mg 2.5 mg 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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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은 파라미터로 실시예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압출 성형을 수행하였다.

OxN20/1-Extr-D: 온도: 55∼63℃

rpm(스크류): 150rpm

공급율: 1.5kg/h

OxN20/1-Extr-E: 온도: 55∼63℃

rpm(스크류): 150rpm

공급율: 1.5kg/h

OxN20/10-Extr-B: 온도: 55∼63℃

rpm(스크류): 160rpm

공급율: 1.75kg/h

OxN20/10-Extr-C: 온도: 55∼63℃

rpm(스크류): 160rpm

공급율: 1.75kg/h

OxN20/10-Extr-D: 온도: 55∼63℃

rpm(스크류): 150rpm

공급율: 1.5kg/h

OxN20/10-Extr-E: 온도: 55∼63℃

rpm(스크류): 150rpm

공급율: 1.5kg/h

일반적인 타블렛화 장치를 사용하여 하기와 같은 파라미터로 타블렛을 제조하였다.

OxN20/1-Extr-D: rpm: 39rpm

압착력: 11kN

OxN20/1-Extr-E: rpm: 39rpm

압착력: 10.5kN

OxN20/10-Extr-B: rpm: 36rpm

압착력: 9.5kN

OxN20/10-Extr-C: rpm: 36rpm

압착력: 7.8kN

OxN20/10-Extr-D: rpm: 39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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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력: 9kN

OxN20/10-Extr-E: rpm: 39rpm

압착력: 7.5kN

HPLC를 사용하여 pH 1.2에서 USP에 따른 바스켓 방법을 적용하여, 12시간 동안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측정하였다.

타블렛 OxN20/1-Extr-D, OxN20/1-Extr-E, OxN20/10-Extr-B, OxN20/10-Extr-C, OxN20/10-Extr-D 및 Ox

N20/10-Extr-E를 테스트하였다.

[표 11]

상기 방출값은 옥시코돈 또는 날록손(둘째 줄)에 관한 것이며, 퍼센트로 표시된다. Oxy 및 Nal은 옥시코돈과 날록손

을 의미하며, 이는 측정되는 활성 화합물 이다.

상기 실시예는 에틸셀룰로오스 및 지방 알코올을 제제의 방출 특성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트릭스-구성성분

으로서 사용하면, 특이한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는 제제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단 원하는 방출 특성을 가지

는 제제를 수득하면, 활성 화합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제제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한 

방출 거동을 제공할 것이다(실시예 7 참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포함하는 저장 안정성의 약제학적 제제를 제공하며, 상기 제제는 활성 화합물이 지속

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방출되도록 포뮬레이트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옥시코돈(진통적으로 효과적인 양으로)과 날록손의 조합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제가 효율적인 

진통 활성을 나타나고, 동시에 심한 변비, 호흡 억제 및 중독성의 발전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억제되거나, 또는 적어

도 현저히 감소시킨다.

또한 약물의 남용을 예방하며, 단계별 복용량의 증가, 또는 필요시, 단계별 복용량의 감소에 의하여, 각 개별의 환자들

에게 편안하게 복용량을 맞출 수 있어, 의학적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제들은, 활성 화합물의 사용가능한 절대량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사용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하며, 장기간 저장 후에도 활성 화 합물이 동일한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고 효과적임을 보장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활성 화합물이 지속적이고, 불변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제제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옥시코돈과 날록

손을 포함하는 저장 안정성의 약제학적 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이 유리 염기, 염 등과 같이,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하며 동등한 활성의 유도체의 형태로 존

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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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옥시코돈 및/또는 날록손이, 그들의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설페이트, 비설페이트, 타르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 시트레

이트, 비타르트레이트, 포스페이트, 말레이트(malate), 말리에이트(maleate),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아이오다

이드, 푸마레이트 또는 숙시네이트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옥시코돈이 날록손의 단위 투여량을 기준으로 과량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날록손이 1 내지 50mg 범위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옥시코돈이 10 내지 150mg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80mg 범위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옥시코돈과 날록손이 최대 25:1 범위의 중량비, 바람직하게는 최대 20:1, 15:1, 특히 바람직하게는 5:1, 4:1, 3:1, 2:1

또는 1:1 의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실질적으로 비-팽윤성 및 비-부식성 확산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매트릭스는 적어도 에틸셀룰로오즈 및 적어도 하나의 지방 알코올을, 활성 화합물의 방출 거동에 필수적으

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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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제는 알칼리성 및/또는 물-팽윤성 물질, 특히 아크릴산 및/또는 하이 드록시알킬 셀룰로오즈의 유도체를 상당

부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통상의 필러 및 부가 물질, 특히 윤활제, 유동화제(flowing agent), 가소제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칼슘 스테아레이트 및/또는 칼슘 라우레이트 및/또는 지방산, 바람직하게는 스테아르산을 윤

활제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고도로-분산된 실리카, 바람직하게는 아에로실(Aerosil�), 탈크(Talcum), 콘 스타치, 산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및

/또는 칼슘 스테아레이트를 유동화제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4.
실질적으로 비-팽윤성인 확산 매트릭스 내에 옥시코돈과 날록손을 포함하는 저장 안정성의 약제학적 제제로서,

상기 매트릭스는 에틸셀룰로오즈 및 적어도 하나의 지방 알코올에 의하여 그의 실질적인 방출 특성이 영향을 받으며,

상기 제제는 옥시코돈 및 날록손을 최대 25:1, 바람직하게는 최대 20:1, 15:1 특히 바람직하게는 5:1, 4:1, 3:1, 2:1 

또는 1:1의 중량비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옥시코돈과 날록손이, 유리 염기, 염 등과 같이 약제학적으로 허용하능하며, 동등한 활성의 유도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옥시코돈과 날록손이,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설페이트, 비설페이트, 타르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 시트레이트, 비타르

트레이트, 포스페이트, 말레이트, 말리에이트, 하이드로브로마이드, 하이드로아이오다이드, 푸마레이트 또는 숙시네

이트로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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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옥시코돈이 날록손의 단위 투여량을 기준으로 과량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8.
제14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날록손이 1 내지 50mg 범위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19.
제14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옥시코돈이 10 내지 150mg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80mg 범위의 양으로 존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0.
제14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실질적으로, 비-팽윤성이며 비-부식성인 확산 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매트릭스는, 적어도 에틸셀룰로오즈와 적어도 하나의 지방 알코올을 활성 화합물의 방출 거동에 필수적으

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알칼리성 및/또는 물-팽윤성 물질, 특히 아크릴 산 및/또는 하이드록시 알킬 셀룰로오즈의 유도체를 상

당 부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제.

청구항 23.
제14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지방 알코올은 라우릴, 미리스틸, 스테아릴, 세토스테아릴, 세릴 및/또는 세틸 알코올, 특히 바람직하게는 스테아

릴 알코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4.
제14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통상의 필러 및 부가 물질, 특히 윤활제, 유동화제(flowing agent), 가소제 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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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칼슘 스테아레이트 및/또는 칼슘 라우레이트 및/또는 지방 산 바람직하게는 스테아르산을 윤

활제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고도로 분산된 실리카, 바람직하게는 아에로실(Aerosil�), 탈크(Talcum), 콘 스타치, 산화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및/

또는 칼슘 스테아레이트를 유동화제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에틸셀룰로오즈, 바람직하게는 슈어리즈(Surelease�) E-7-7050 을 포함하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폴리머 혼합

물이 에틸셀룰로오즈 대신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구강, 비강, 직장(rectal) 적용용 또는 흡입에 의한 적용용으로 포뮬레이트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29.
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타블렛, 필(pill), 캡슐, 그래뉼 및/또는 파우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30.
제1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또는 그의 전구체는 빌드-업 및/또는 브레이크 다운 그래뉼화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31.
제1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 또는 그의 전구체는 압출 성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청구항 32.
제1항 내지 제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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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제는, 승인 지침(admission guideline)에 따라, 표준 조건(60% 상대습도, 25℃)하에서 적어도 2년의 기간에 

걸쳐 안정될 수 있는 제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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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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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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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공개특허 10-2004-0098050

- 27 -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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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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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공개특허 10-2004-0098050

- 30 -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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